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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ilz의 국제 규정 준수 지원: 브라질의 기계류 안전 규정
NR-12를 따르는 가장 안전한 방법-기계류 안전: Rio로
향하는 여권

, 07.09.2017 - Pilz는 국제적 안전 규정을 따르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확

장하고 있습니다. 즉, 이제 NR-12를 준수하는 기계류를 도입 및 판매하려

는 고객을 지원하며,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기계 제작자와 사용자에게

브라질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왜냐하면 기계류를 브라질에 판매

하려는 제조업체는 브라질의 규제 표준(Norma Regulamentadora)인

NR-12를 준수하여 기계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한편, 브라질의 기

계류 작업자는 NR-12에 따라 직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
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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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ilz는 이제 관련 규정 준수 절차를 포괄하는 전 세계적인 서비스 패키지

를 제공합니다. Pilz가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것

이며, 그 이후, NR-12의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확립

과정을 거쳐 제조업체의 기계를 인증합니다. 필요한 모든 문서가 포르투

갈어로 번역되고 나면 Pilz는 NR-12 등록과 브라질 당국에 허가를 받기

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. 글로벌 자동화 선두업체인 Pilz는 또한 브라

질 국내에서의 기계 시운전과 이후의 검증 절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

다.

전 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사들을 위해, Pilz는 전체 법인을 통해

표준 레벨까지 NR-12 준수를 보장합니다. Pilz는 현지 협력업체를 활용

하여 전 세계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를 표준 레벨까지 제공합니다. 각 국가

에서, Pilz의 전문가들은 브라질에 있는 동료들의 포괄적인 지식을 활용합

니다. ‘Professional Legalmente Habilitado(법적 공인 전문가)’로서,

Pilz Brazil은 사용자와 기계 제작자에게 NR-12를 준수하는 서비스를 제

공하도록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.

“Pilz는 국경을 초월하여 현지 지식을 제공하고 적용하며 동일한 수준의

전문성과 품질을 유지한다”고 Pilz의 회장 Renate Pilz가 강조했습니다.

“유럽 지역에서의 CE 인증을 지원할 뿐 아니라, 이제 전 세계 고객사에 브

라질 시장 진출의 길을 열어드립니다.”

NR-12: 기계류 통관을 위한 패스포트

브라질에서는 안전 규제 표준인 “NR”을 통해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

장하기 위한 절차를 정의합니다. 안전을 책임지는 NR 표준에는 총 34가

지가 있습니다. NR-12는 공장과 기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. 여러 면에서

유럽 기계류 지침 2006/42/EC와 유사하나, 국제 Type B와 Type C 표준

의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.

NR-12의 사양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정식으로 문서화하지 않는다면

브라질에서 기계 통관이 막힐 수 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“기계류

통관을 위한 패스포트”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Pilz는 기계류를

수출하려는 업체가 새로운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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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: Pilz는 사용될 기계류가 브라질의 NR-12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위험요소 평가에서 안전 검증
까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.

www.pilz.com 에서 관련 텍스트와 사진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 프

레스 센터에서 관련된 페이지로 바로 가시려면, 아래 Web code를 검색

창에 입력해 주세요.: 1860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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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를 통해 보는 Pilz

Pilz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는 Pilz의 기업 및 인물 관련 정보를 제공

하며, 자동화 기술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.

https://www.facebook.com/pilzINT

https://twitter.com/Pilz_INT

https://www.youtube.com/user/PilzINT

https://plus.google.com/+Pilz_INT/posts

https://www.linkedin.com/company/pilz

https://blog.naver.com/pilzsafety

홍보 담당자 연락처

기업 홍보 / PR

+82 31 778 3300

info@pilz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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